천주교 서울대교구

도봉산 성당
주일 미사

오전 6시 30분, 9시, 11시, 오후 6시(청년)

토요 저녁
어린이

오후 6시(주일미사) 성전/ 지하교리실 중고등부
토요일 오후 3시

◉ 여름철 냉방기 사용 지침
- 본당 여름철 냉방기 사용을 다음과 같이
실행하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1.필요한 경우에 따라 창문을 개방한 상태
로 냉방기를 가동하오니 임의로 창문을
닫거니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2.냉방기 사용 시 선풍기 사용은 금합니다.
다소 덥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3.비말 분산의 위험이 있으니, 성전 안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임의적으로
절대 마스크를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4.비말 확산의 위험이 있으므로 개인 손
선풍기, 부채 등의 사용을 금합니다.
◉ 여름철 미사참례복장
․ 성당에 올 때는 복장을 단정히 합니다.
․ 슬리퍼, 반바지, 소매 없는 옷은 피합니다.
․ 미사 전에 핸드폰은 미리 꺼 주세요.
․ 기도서, 성가책, 서울주보 등으로 부채질을
하지 마세요.
․ 성당에 올 때는 걸어서 오세요.(차량자제)
◁교무금 납부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기쁘고 보람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자들
모두가 교무금을 성실히 책정하고 성의껏 납부하여
신자의 의무를 다하고, 주님의 사업에 기꺼이 함께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본당 총 1,307세대 중
546세대(41.7%)가 교무금을 책정,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본당 재정 운영이 어려움이 있
사오니 교우분들의 협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교무금을 성실히 책정, 납부해 주세요
※은행 납부시 책정자명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6/26, 양주현 성함으로 은행납부 하신분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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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화요일
수,목,금요일
매월 첫째

오전 6시
오전 6시 / 오후 7시
오전 6시 / 10시
토요일 오전 10시

◉ 전례봉사 담당구역
일 자

토요저녁 06시30분

09시

11시

7/5

사목회

3 두레

4 두레

자모회

7/12

성물방

5 두레

6 두레

성모회

※ 우리들의 정성 (6월 22일 ~ 6월 28일)
교 무 금 .................... 4,830,000
주일헌금 .................... 1,814,000
교황주일 2차헌금 .............
737,260
성소후원회비 .................
25,000
사회복지후원금 .................. 133,000

【감사헌금】

이해명 야고보

............... 100,000

유효숙 프리스카.................. 100,000
정경화 마리아 ..................

10,000

김해진 글로리아 ................. 100,000
아직과 이미 사이
박노해

'아직'에 절망할 때
'이미'를 보아
문제 속에 들어 있는 답안처럼
겨울 속에 들어찬 햇봄처럼
현실 속에 이미 와 있는 미래를
아직 오지 않은 좋은 세상에 절망할 때
우리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삶들을 보아
아직 피지 않은 꽃을 보기 위해선
먼저 허리 굽혀 흙과 뿌리를 보살피듯
우리 곁의 이미를 품고 길러야 해
저 아득하고 머언 아직과 이미 사이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몸으로 생활로
내가 먼저 좋은 세상을 살아내는
정말 닮고 싶은 좋은 사람
푸른 희망의 사람이어야 해
- 시 에세이집 『사람만이 희망이다』(해냄, 1997)

